
 

경고 정보
 경고: "경고"는 재산상의 피해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

있음을 알려줍니다.

Dell™ OptiPlex™ XE — 에어덕트  
설치
밀폐된 공간과 같은 공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환경에서 Dell OptiPlex XE  
컴퓨터에 에어덕트를 설치하여 컴퓨터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.  
컴퓨터 전면 및 후면에 에어덕트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.

 경고: 공기 환풍구를 막거나 환풍구에 물체를 넣거나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 
하십시오. 공기 흐름을 막으면 컴퓨터가 손상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

컴퓨터에서 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팬이 가동됩니다. 팬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

정상이며 팬이나 컴퓨터가 고장이 난 것은 아닙니다.

 경고: 컴퓨터 내부에서 작업하기 전에 컴퓨터와 함께 제공된 안전 정보를  
숙지하십시오. 자세한 안전 모범 사례 정보는 Regulatory Compliance(규정 준수)  
홈페이지(www.dell.com/regulatory_compliance)를 참조하십시오. 

 경고: 전기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덮개를 분리하기 전에 항상 전원  
콘센트에서 컴퓨터 플러그를 분리해 놓으십시오. 

 주: 컴퓨터 부품의 분리 및 장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support.dell.com/manuals에 

있는 서비스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.

 주: 외부 전원 단추 배선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있지만, 컴퓨터 후면의 광학  
드라이브, 전면 USB 포트 및 24V USB 포트에 대한 액세스 권한은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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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분리 래치를 밀어 컴퓨터 덮개를 들어 올립니다.

2 컴퓨터에서 전면 베젤 고정 탭을 조심스럽게 들어 연 다음 전면 베젤을  
분리합니다. 

1 분리 래치 2 컴퓨터 덮개

1 전면 베젤

1

2

1



3 전면 에어덕트의 탭을 컴퓨터의 슬롯에 넣습니다.

4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에 끼워질 때까지 전면 에어덕트를 컴퓨터에  
돌려 끼웁니다.

1 전면 에어덕트 베젤 2 에어덕트 슬롯(4개)

3 전면 에어덕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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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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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컴퓨터 덮개를 닫습니다.

1 컴퓨터 덮개 2 전면 에어덕트

1

2



6 USB 동글에 전면 및 후면 팬 케이블을 연결합니다.

7 컴퓨터의 전원 공급형 USB 포트에 USB 동글을 연결합니다. 

8 고정 탭이 딸깍 소리가 나면서 제자리에 끼워질 때까지 후면 에어덕트를  
컴퓨터 뒤쪽으로 밉니다.

9 후면 에어덕트를 컴퓨터에 고정하는 나사를 끼웁니다.

1 전원 공급형 USB 포트 2 USB 동글

3 전면 팬 케이블 4 후면 팬 케이블

5 후면 에어덕트 6 나사

1

2

3

6

45



권장 온도 및 장착 방법
밀폐된 환경에서 컴퓨터를 설치할 경우 키오스크(Kiosk)의 주입구와 배기구에 

각각 주입구 팬과 배출구 팬이 장착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.

 주의: 공기 흐름이 원활한 인클로저에 컴퓨터를 설치하십시오. 공기 흐름이 30% 

이하로 차단되면 컴퓨터가 과열되어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 주의: 컴퓨터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권장 최대 작동 온도는 55°C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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